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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재)혜안문화재연구원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니팜의 의뢰로 실시한 아
산 산양리 발전시설(태양광) 공작물 설치 및 진입도로 부지(221-3번지 외 4필지) 내 국
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기술한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2. 현장조사는 2018년 08월 22일 조사일수 1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면적은
29,955㎡이다.
3. 본문의 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발행 지도를 이용하였다.
4. 조사지역의 세부 문화재 현황은 사업 시행사 측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에 수록하였다.
5. 조사지역 주변 1㎞내 문화재 현황과 관련하여 유적의 위치 및 내용, 첨부된 사진은 문
화재청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을 참조하였다.
6. 본 보고서에 반영된 유적의 분포 범위 및 위치는 지표상에 확인된 유물 및 유구를 중심
으로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7. (재)혜안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동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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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아산 산양리 발전시설(태양광) 공작물 설치 및 진입도로 부지(221-3번지 외 4필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사업시행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니팜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3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설치를 예정 중에 있다. 이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아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등) 1항 4호 나목에 의거 지표조사의 대상사업이
므로 사업시행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지표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사진자료, 도면 등이 포함된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이에 ㈜유니팜은 해당부지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 의거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문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2018년 8월 (재)혜안문화재연구원과 조사기관 선정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을 받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8년 8월 우리 연구원에 지표조사 국비지원 회신(한문협 2018-0673호)을 통보하
였다.
회신을 받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니팜과 국비지원 지표조사
협약을 체결(2018년 08월)한 후 2018년 08월 22일 실 조사 1일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3번지 외 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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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면적
- 29,955㎡

▣ 조사기간
- 2018년 08월 22일 ~ 2018년 08월 28일(실 조사일수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1일, 보고서 작성 1일)

▣ 조사의뢰기관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니팜

▣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책임조사원 : 김 도 훈(혜안문화재연구원장)
조
준

2

사
조

원 : 조 경 진(혜안문화재연구원 행정 겸 조사팀장)
사

원 : 박 종 영(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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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다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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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아산시는 충청남도의 북부지역으로 한반도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위치하고 천안･서산･
태안･괴산･영주 등과 거의 동일한 위도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 위치로는 동쪽으로 별다른
지형적 장애물 없이 천안시와 접해 있고 서쪽은 아산만과 삽교호를 경계로 당진시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예산군ㆍ공주시가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접해 있다. 수리적 위치로는 동경 126° 50′ 32″~127° 06′
32″와 북위36° 39′ 53″~36° 55′ 46″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 2] 조사지역 토양분포도(출처-한국토양정보시스템)

지형은 대체로 남부는 높고 북부는 낮은 남고북저의 양상으로, 남동부를 지나는 차령산
1) 충청남도 아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3,『아산의 문화유적』.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충청남도지① 충남의 자연환경』.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충청남도지② 충남의 인문환경』.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03,『문화유적분포지도 - 아산시』.
아산시청(http://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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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은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북서부로 갈수록 저산지 및 구릉이 발달되었다. 전체
적으로 오랜 침식으로 인한 잔구성의 노년기 지형을 이루고 있다.
산세는

주로

남부지역의

태화산(455)·망경산(601)·광덕산(699)·봉수산(561)·도고산

(400)·배방산(361)·설화산(363) 등의 험준한 산지를 형성하고 있고, 북부지역은 영인산
(363)이 비교적 높은 독립된 산지를 이룬다.
아산의 수계는 북서쪽에는 아산만이 내륙 깊숙히 만입해 있고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삽
교천과 안성천의 하구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삽교호와 아산호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의 중간지대에는 남쪽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곡교천이 북서류하고 그 양안으로 범
람원 등의 넓은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는 탕정평야가 위치
해 있다.
아산의 지질은 한반도 전역의 지질분포 상태와 마찬가지로 중생대말 이전 각 시대에
형성된 화강암류가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해 있다. 한반도 최고의 지층인 선캄브리아기의
결정편암계는 인주면 해안지방 일대에 분포하고 화강암계는 인주면, 영인면 주변과 온양
의 남부지역, 송악면·배방면의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아산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중생대의 화강암류는 경상계의 심성암 및 반심성암이며, 이러한 지질구조는 천안·예산·당
진·홍성 지역과 연결된다. 곡교천 유역과 아산만에 면한 일부지역에는 충적층지대가 형성
되어 경작지 및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면 3] 조사지역 지질도(출처-한국지질자워눤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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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지역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의 점이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온대
기후에서 북부의 냉대기후로의 점이성기후를 띤다. 평균기온은 11~12℃ 내외로 한반도
남부 해안지방의 12~15℃, 중부지방의 10~15℃, 북부지방의 5~10℃에 비해 변화가 거
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강수량은 1,200㎜로 여름철인 6~9월 사이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
렷하며, 온난다우한 편이다. 또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비교해 볼 때 차령산맥에 의한
지형성 강우 현상이 뚜렷하여 일반적으로 내륙 쪽의 강수량이 현저히 높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염치읍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아산군청사 소
재지이었다. 지리적으로 아산시 동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탕정면, 서쪽으
로 인주면, 북쪽으로 영인면, 음봉면과 인접해 있다. 지형은 북쪽의 산지와 곡교천 유역에
전개된 남쪽의 평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구비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면
적은 42.10㎢로 아산시의 약 7.8%에 해당하며, 법정리로 산양리, 강청리, 서원리, 중방리,
염성리, 쌍죽리, 동정리, 곡교리, 석두리, 석정리, 방현리, 송곡리, 백암리, 대동리 등이 포
함되어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아산시는 언제부터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나지막한 구릉 및
넓은 충적지, 그리고 큰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인류가 생활하
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관내에서 대규모의 개발사 업에 따른 발굴조
사의 증가로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조사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실옥동유적2), 권곡동유적3), 명암리 밖지므레유적4), 용두리 진터유
적5) 등이 확인되었다. 실옥동유적은 제4기 지질층과 석영제 자갈돌석기ㆍ혼펠스와 니암
으로 추정되는 석기 등이 확인되었고, 권곡동유적은 대부분 석영제 자갈돌을 중심으로
몸돌ㆍ격지ㆍ여러면석기ㆍ긁개ㆍ밀개ㆍ홈날ㆍ톱니날 석기 등 다양한 석기류가 출토되었
다. 명암리 밖지므레유적은 3개의 고토양층에서 2점의 여러면 석기가 확인되었고, 용두
리 진터유적은 2개의 문화층에서 각각 석영제 및 규암제의 격지가 출토되었다.
2)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실옥동유적』.
3)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아산 권곡동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재연구원, 2007,『아산 권곡동 청룡골유적』.
4) 충청남도역사문화재연구원, 2011,『아산 명암리 밖지므레유적』.
5)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11,『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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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풍기동유적6), 성내리유적7), 장재리 안강골유적8) 등이 조사된
바 있다. 풍기동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성내리유적에 서는
주거지 4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안강골유적에서는 평면 방형계의 주거지 6기
가 조사되었는데, 어골문·지자문 등의 즐문토기와 이른바 금강식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매곡리ㆍ명암리유적9)과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대에 대한 일련의 조사과정에
서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었던 바 있다10). 향후 신석기시대 서부 내륙지역에서 신석기인
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최근 대규모 구제발굴에 의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곡
교천을 중심으로 유적이 산포되어 있다. 분묘유적은 남성리 석곽묘11), 음봉면 월랑리 지
석묘12), 오목리 지석묘13), 궁평리14)에서 조사되었으며, 취락유적으로는 신달리유적15),
갈산리유적16), 군덕리유적17), 명암리유적18), 와우리ㆍ신법리유적19), 대추리유적20), 용화
동유적21), 덕지리유적22), 시전리유적23), 석곡리유적24), 장재리 안강골유적, 풍기동 밤줄
길유적25), 용두리 밖지므레유적, 백암리 새논들·번개들유적26), 용두리 진터유적, 신남리
유적27), 대흥리 큰선장유적28), 용화동 가재골유적29), 둔포리유적30) 등에서 주거지들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외에도 탕정면 동산리, 둔포면 신남리, 영인면 신봉리, 인주
6)
7)
8)
9)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5,『아산 풍기동유적』.
구자진, 2005,「아산 성내리 신석기유적」,『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서고고학회.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충남대학교박물관 1999,『천안 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조사보고』.
박순발･성정용･이형원 2002,「아산만지역 신석기유적」,『백제연구』3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0) 충남대학교박물관, 1996,『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단 조성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아산 명암리유적』.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아산 명암리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3,『아산 명암리유적(3･11지점)』.
11) 한병삼·이건무, 1977, 남성리 석관묘, 국립중앙박물관.
1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1,『충남지역의 문화유적-온양시·아산군』.
13) 충남발전연구원, 2003,『문화유적분포지도-아산시』.
14) 이건무, 1989,「아산 궁평리 출토 일괄유물」,『고고학지』1, 국립중앙박물관.
15) 성락준· 한봉규, 1995, ｢아산 신달리 선사주거지 발굴보고｣, 청당동 Ⅱ, 국립중앙박물관.
16)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 아산 갈산리유적.
17)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군덕리 주거유적.
18) 충청문화재연구원, 2003, 아산 명암리유적.
19)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아산 와우리·신법리유적.
20)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아산 장재리 대추리·연화동유적.
2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아산 용화동 가재골유적.
2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아산 덕지리유적』.
23)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아산 시전리유적』.
2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석곡리유적』.
25)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아산 밤줄길유적』.
26)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아산 백암리 새논들·번개들유적』.
2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9,『아산 신남리유적』.
28)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대흥리 큰선장유적』.
29)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용화동 가재골유적』.
3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아산 둔포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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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암리·도흥리 등에서 무문토기 산포지가 보고된 바 있어 아산지역 전반에 걸쳐 대규
모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비해 그 조사 례가 많지는 않다. 다만 용화동유적,
풍기동유적, 권곡동유적31), 남성리유적, 염치면 백암리와 선장면 궁평리유적 등에서 분묘
유구가 확인된 바 있고 최근 아산 대추리유적에서 주거지가 조사된 바 있다32). 이 중 남
성리유적에서는 세형동검 9점, 다뉴조문경 2점을 비롯하여 방패형동기 1점, 검파형동기
3점, 동부(銅斧)와 동착(銅鑿) 각 1점 등의 청동유물과 관옥,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
의 토기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어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발전과
정은 물론, 당시 아산지역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들로 인식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와우리ㆍ신법리유적, 구성리유적33), 갈매리유적34), 밖지므레유적,
용두리 진터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와우리ㆍ신법리유적은 와우리에서 토광묘 2기, 신법리
에서 주거지 3기와 토광묘 4기, 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었다. 갈매리유적은 철(凸)자형
주거지를 비롯하여 굴립주 건물, 구덩이, 구상유구, 주공 등이 확인되었고, 밖지므레유적
은 주구토광묘 31기와 토광묘 35기, 용두리 진터유적은 토광묘, 주구토광묘, 옹관묘 등
총78여기의 대규모 분묘군이 조사되었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유적은 그 조사예가 많지 않으나, 초사동유적35), 풍기동 밤줄길유
적, 실옥동유적, 장재리 아골유적36) 등이 확인되었다. 초사동유적은 백제시대 주거지 5기
를 비롯하여 토광묘 1기, 석곽묘 2기가 확인되었고, 풍기동 밤줄길유적은 백제시대 기와
가마와 원형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실옥동유적은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 장재리
아골유적은 주거 및 분묘유구와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 유적은 앞서 나온 유적과 함께 널리 분포ㆍ조사되고 있으나 수량 및 밀
집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산양리ㆍ냉정리유적37), 용두리 외골
유적38) 등이 조사되었다. 산양리ㆍ냉정리유적은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주거지, 자기
가마, 석회가마, 폐기장,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고, 용두리 외골유적은 고려시대 기와가마
및 폐기장, 조선시대 석회가마 및 분묘유구가 다량 확인되었다.

3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아산 권곡동 서해그랑블아파트부지 내 아산 권곡동유적』.
32) 충청문화재 연구원, 2009,『아산 장재리 대추리·연화동 유적 : 아산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1구역
-1·10·15지점)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33) 충남발전연구원, 2003,『아산 구성리유적』.
34) 충청남도역사문화재연구원, 2004,『아산시 배방면 갈매리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내 아산 갈매리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재연구원, 2007,『아산 갈매리(Ⅱ구역)유적』.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아산 갈매리(Ⅲ지역)유적』.
35) 충청남도역사문화재연구원, 2007,『아산 초사동유적』.
3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장재리 아골유적』.
37)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아산 산양리·냉정리유적』.
38)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9,『아산 용두리 외골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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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환경

백제의 성립 이전의 아산 지역은 마한의 세력권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온조왕 36년(18)『삼국사기』에 탕정성의 축성 기사가 있어, 기원 직후에 아산은 백제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다. 삼국시대에 아산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은 백제
의 웅진천도 이후이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의해 백제의 중심영역이 한강유역으로부터
금강유역으로 이동하면서, 고구려와의 국경선이 아산만 부근까지 남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산은 전략적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의 유력한 토착 세력들은 중앙정
계에 적극적으로 진출, 일정한 정치적 위치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도 직후인 삼
근왕대 좌평 해구가 은율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 대두산성에서 반기를 들었는데, 그들
의 세력거점이 되었던 대두산성이 아산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9).
백제 멸망 이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탕정군을 탕정주로 개명하고 일시 중앙에서 총
관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40). 이는 백제부흥군과 당군에 대한 신라의 군사거점
지역으로의 역할을 위해 취했던 행동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에 아산은 백제멸망 직
후의 전란기에 군사적 요충으로 부각된 것을 제외하면 이후 정치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경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해안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교통상으로는 이 지역이 중요한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의 남양, 당진 등이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로의 관문이었으
므로 아산도 동일한 성격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시대 아산지역은 백제 멸망 직후인 전란기에 군사적 요충으로 부각된 것을 제
외하면 이후 정치적으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수도인 경주에서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주변의 남
양, 당진 등이 당시 중국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로의 관문이었음을 고려하면, 아산도 동
일 성격 또는 그 배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음봉(陰峯)41)이라 불리던 아산은 고려 초 인주(仁州)라는 이름으로 개명
되었다가 백제 때의 지명인 아술(牙述)을 계승한 아주(牙州)로 개명되었다42).
고려시대에 아산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해운의 거점으로 주목되는데, ‘아주의 사
섭포(使涉浦)에 조창을 설치하고 하양창(河陽倉)이라 하였다’43)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하
39) 유원재, 1993, ｢아산의 성-백제 탕정성 연구｣, 아산의 문화유적, 충청남도 아산군·공주대학교박물관.
40) 삼국사기 권26 ｢잡지｣ 제5 <지리> 3, “陽井郡本百濟郡文武王十一年唐成亭二年爲州置憁管咸亭
年廢州爲郡景德王因六念溫水郡.”
41) 《대동지지》충청도 아산조에는 경덕왕 16년에 음봉으로 개명하였으며, 탕정군의 영현으로 하였
기록이 있다.
42) 《대동지지》충청도 아산조에는 고려 태조 23년에 인주로 개명하였다.
43) 고려사 권79, ｢지｣ 식화 2 조운조.

10

十二
다는

양창은 전국 12조창의 하나로서 조세의 수집·보관·수송의 제(諸)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정
구역의 변동으로 이 지역은 현재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고려 말 공양왕대 신창현에 당
성의 설치는 삽교천의 해운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운상의 이점은 조선
시대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아산 지역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 태조 1년(1392)에 만호를 없애고, 14년(1414)에 신창군과 온수군을 합하여 온창
으로 하였다가 16년(1416)에 다시 분리하여 신창현과 온수현으로 정비하고 현감을 두었
다. 세종 23년(1441)44)에 세종의 온천 행행(行幸) 후 온수현을 온양으로 고치고 군으로
승격시켰다. 세조 4년(1458)에 아산현을 온양·평택·신창으로 나누어 소속시켰다가 10년
(1464)45)에 아산현으로 복구시켰다. 연산군11년(1505)46) 아산현이 경기도에 이속되었다
가 중종 1년(1506)47) 충청도에 소속되었다. 고종 32년(1895)48)에 홍주부 소속의 온양
군·아산군·신창군으로 개편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온양·아산·신창 세 군을 통합하
여 아산군이라 하고, 온양을 군청소재지로 관하에 12개 면을 두었다. 1941년 10월 1일
온양면이 온양읍으로 승격되었다.
광복 이후 1986년 1월 1일 온양읍이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아산군에서 분리되었다.
1990년 4월 1일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되었다. 1995년 1월 1일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어 아산시로 개편되었다. 2003년 9월에는 아산시 동지역 행정명칭을 온양1동~6동
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5월 배방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2읍 9면 6동을 관할하
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44)『세종실록』권92, 세종 23년(신유년) 4월 17일(계미일) 기사.
45)『세조실록』권33, 세조 10년(갑신년) 4월 22일(갑진일) 기사.
『세조실록』권37, 세조 11년(을유년) 9월 5일(기유일) 기사.
46)『연산군일기』권58, 연산군 11년(을축년) 6월 29일(임오일) 기사.
47)『중종실록』권1, 중종 1년(병인년) 9월 5일(신사일) 기사.
48)『고종실록』권33, 고종 32년(을미년) 5월 26일(병신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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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대동여지도에서의 조사지역

12

[도면 5] 청구도에서의 조사지역

13

[도면 6] 일제강점기 근세지도에서의 조사지역

14

Ⅲ. 조사내용
본 지표조사는 문헌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의 정리 및 검토, 조사내용 종합 및
조사단 의견 설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시지, 각종 지리지 기존 조사보고서와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을 이
용하여 사업구역 내 문화재와 사업구역 주변 1km 이내 문화재를 확인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의 사회·민속 조사 및 지명유래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지를 중심
으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진촬영과 현장노트 및 지
도기재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현지조사 진행 도중에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는 지점
에 대해서는 지형도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지
역 주변 문화재 가운데, 사업구역에 영향을 받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
사도 병행하였다. 이는 조사지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가 이번 사업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을 직·간접적인 영향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 조사지역 주변유적 1km 내 문화재 현황49)
금번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반경 1km 이내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는 모두 13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을 이용하여 1:25,000 지형도에 위치를 표시하였
다.
확인된 주변 문화재의 세부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산 북당진-신탕정T/L 건설공사(2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아산 산양리 유물산
1 )
포지150)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고려

-이 격 거 리 :

조사지역 내 위치

49)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s://intranet.gis-heritage.go.kr).
50) (재)누리고고학연구소, 2015,『345kV 북당진-신탕정 T/L 건설공사(2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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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해암리·도흥리, 염치읍 산양리·강청리·서원
리, 음봉면 신수리·산정리, 영인면 아산리·성내리·중방리·쌍죽리 일원이며, 아산시의 북쪽
에 해당되며, 북쪽에 국수봉(175m), 동쪽에 국사봉(220m), 서쪽에 영인산(363m)을 중심
으로 저구릉성 산지가 발달된 산지형 구조를 보이며, 남쪽에 동에서 서로 흐르는 곡교천
과 지천이 발달하여 있어 크고 작은 저수지가 인접해 있다.
조사결과 기존 유물산포지 1개소(아산 금성리 유물산포지)와 신규 유물산포지 3개소(아
산 도흥리 유물산포지,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1, 아산 서원리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
고, 기존 유적으로 아산 성내리 안골사지, 아산 성내리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2 )
2)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고려~조선

-이 격 거 리 :

300m

산양리 유물산포지는 산양리 초입에 있는 염치초등학교 삼서분교에서 좌측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약 200m 정도 들어가면 정면에 구릉의 발단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구릉의
서쪽 사면부에 해당된다. 구릉은 영인산 정상
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낮아져 말
단부를 이루고 있으며, 말단부의 경사는 비교
적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상단부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구릉 정상부의 해발은
90~130m 정도로 비교적 높으며, 하단부와의
표고차이는 70~80m 정도이다. 구릉 말단부
의 남동쪽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자연부락인
생골이 위치하고 있다. 구릉의 남단부를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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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쪽에는 세심사로 들어가는 소로가, 서쪽에는 인주면 냉정리로 넘어가는 소로가
위치하고 있어 과거부터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곳으로 보인다. 구릉의 서쪽에는
곡간 충적지가 비교적 발달하여 있는 형태로 구릉을 따라 나분들골, 중산골, 그라실골 등
의 충적지가 길게 남북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구릉의 동쪽과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곡간
충적지에는 규모가 작은 냇물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냇물의 流水를 이용하여 논과
과수원 등의 농경지의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유물은 주로 중산골의 서쪽과 남쪽사면 말단부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다.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물은 주로
기와편과 도기편, 백자 저부편 등이다. 도기의 경우 흑갈색을 띠는 옹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회청색 경질토기도 소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
3)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산양리 유물산포지51)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고려~조선

-이 격 거 리 :

300m

조사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산45-1번지 일대이다. 지표조사 결과 산양
리와 냉정리 일원에서 매장문화재의 징후라 할 수 있는 유물이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물은 구릉의 사면 하단부 내지는 충적지와 연결되는 지역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물산포지 내에서 확인된 유물로는 고려시대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도기편은 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물로 미루어보
아 유물산포지 내에는 고려시대 이후의 생활유적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당 시기의 분묘유적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공사시행 이전에 조사결과에 따라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지역 중 공사구간 내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유무와 분포범위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심사의 서쪽에 형성되
어 있는 능선의 정상부에 대해서도 지형특성상 사찰 관련시설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일정구간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지역 동쪽 경계에 인접하여 있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인 세심사 다층석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1호)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와 사전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51)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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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산양리 유적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조선

-이 격 거 리 :

4 )
(도면 7–◯

312m

조사지역은 충남의 서북부에 해당되는 지
역으로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영인면 냉정리
일원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산양리 유물산포
지에서는 조선시대 도기가마 1기, 석회가마
2기, 주거지 1기, 토광묘 3기, 폐기장 1개소
가 조사되었으며, 냉정리 유물산포지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5 )
5)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252)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306전 일원

-시

기 :

삼국~조선

-이 격 거 리 :

500m

조사지역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지역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충남 천안시 목천읍 일원에 해당하며 크게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뉜다. 1
구간은 충남 당진시 송악면 일원의 서해안 고속도로 일대부터 영인산 자연휴양림 인근까
지이며, 삽교천을 사이에 두고 크게 서쪽의 당진 지역과 동쪽의 아산 지역으로 구분할

52)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당진-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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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서쪽의 당진 지역은 주로 25~30m 내외의 작은 구릉과 그 사이에 넓게 펼쳐진
논 경작지를 지나가며, 운정 I.C를 포함하고 있다. 2구간은 영인산 자연휴양림 인근부터
충남 천안시 목천읍 일원까지이며, 곡교천과 천안천이 분기하는 세교리 일원을 중심으로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서쪽은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이어지는 구간
을 지나 곡교천 양안을 따라 아산시 북쪽과 동쪽의 드넓은 개활지로 도로가 지나가며,
그곳에 서아산 I.C와 아산 I.C가 신설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존가능지역(신규+기존) 37개소가 확인되었다.

6 )
6)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153)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산8임 일원

-시

기 : 삼국~조선

- 이 격 거 리 : 652m

7 )
7) 아산 세심사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시

기 : 고려시대

- 이 격 거 리 : 450m

온양에서 곡교천을 건너 염치읍을 거쳐 영인면 방향으로 개설된 5번 도로를 따라가면
산양리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북으로 약 1.2㎞정도 들어가면 세심사에 이르게 된다.
세심사에 관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아산군의 지리
를 기술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서에 그 내용을 적고 있어 이 사찰이 비교적 역사를 지

53)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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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사찰의
기록 자체는 확인되고 있지만 사찰의 연혁이
나 규모 등은 전하지 않는다.
사찰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나 혹은 『여지도서』에 모두 세심사가 아
닌 神心寺라 적고 있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
면 이 사찰은 본래 신심사로 존재하였지만
최근에

세심사로

개칭된

것으로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桐林山 在
縣七里 桐林寺 神心寺 縮鳳寺 寶林寺 縣巖寺俱在桐林山’라고 하여, 세심사는 신심사로 불
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찰내의 남아 있는 석탑이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사찰의
주변에서 고려시대로 편년할 수 있는 기와편 등이 보이고 있어, 세심사는 고려시대부터
번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심사는 영인산의 남쪽 사면의 중간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남향의 사면에 3개의 단을
이룬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가람 배치는 중간의 축대로 이루어진 대지 위에 동쪽으로
치우쳐서 대웅전이 자리한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주초 등은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겹처마를 하고 있는 다포 계통의 건물이다.
건물의 정면 3칸에 사분합의 문을 시설하였을 뿐이며 내부는 우물마루를 하고 불전을 안
치한 형식이다.
대웅전의 좌측에는 범종루가 있고, 대웅전의 정면 남쪽에 석탑 1기가 위치하고,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 대지의 서쪽으로는 요사채 및 창고 등의 부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
리고 대웅전의 서북쪽에 영산전이 있다.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서 익공
계통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는데 이 영산전이 사찰내의 佛舍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
된 최근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산전의 동쪽인 좌측에 산설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영산전 앞의 계단에 圓堂形의 浮屠 2기가 있다.

8 )
8)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세심사 유물산포지54)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영인산

-시

기 : 고려

- 이 격 거 리 : 180m

5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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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도흥리 고분55)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 격 거 리 :

300m

10 )
10)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영인산 추정 고분군56)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영인산

-시

기 :

삼국

-이 격 거 리 :

692m

11 )
11) 아산 영인산 추정고분군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 격 거 리 :

696m

영인산 고분군은 영인산 정상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323.4m의 봉우리에서 그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323.4m의 봉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등산로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
다. 고분으로 추정되는 봉토분은 경사가 심한 북쪽 사면과 남쪽 사면 하단부를 제외하고
경사가 비교적 덜 급한 정상부와 남쪽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봉토분의 규모는 3~5m 정
도의 원형이며, 약 7~10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토는 거의 삭평되어

55)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위의 책.
56)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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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부 일부만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할석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다.
봉토분 주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로 추정되는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소량 확인되고 있다.
영인산성이 북동쪽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영인산 정상부에 축성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그 사면이 절벽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인산 정상부까지가 城域으로 보
이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영인산성과 관계된 고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 경
계와는 약 5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12 )
12) 아산 굿모닝 힐 골프장 예정부지 영인산성57)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 격 거 리 :

705m

57)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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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 아산 영인산성 (도면 7–◯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상성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 격 거 리 :

694m

영인면 소재지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표고 363.9m의 영인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영인산은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영인면과 인주면, 염
치면 등의 경계가 되고 있으며, 남에서 북으로 뻗어 있는 산상의 최북단에 축조되어 있
어 전망이 매우 좋아 아산 일대가 모두 시야에 들어온다.
북으로는 영인면과 인주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 아산만과 안성천, 그리고
평택까지도 한눈에 조망되어 아산만에서 삽교천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감시할 수 있다.
남쪽으로도 아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곡교천과 그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며, 곡교천 너머
로 학성산성이 건너다 보이기도 한다.
동벽은 지세가 비교적 완만한 곳으로, 성벽이 심하게 붕괴되어 있으나 2.5m 정도의 높
이고 편축식으로 축성하였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곳은 성내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지역
으로 성내의 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에 배수구가 있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남벽은 성벽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성벽은 세로 10㎝ 내외, 가로 40
㎝, 석재 뿌리 20~30㎝ 되는 납작한 돌들을 이용하여 4.7m 높이의 바른층 쌓기로 축성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성 방법은 배방산성의 남벽에서도 볼 수 있는 축성법이다. 서벽은
동벽보다 지세가 더 험준하다. 세 개의 봉우리가 연접하면서 형성한 두 개의 골짜기 부
분에는 성벽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없다. 이것이 원래부터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축성을 하였으나 후대에 붕괴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
벽은 서북쪽에서만 석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지는 동문지와 서문지가 있는데, 동문지는 주변의 경사가 성 전체를 통해서 가장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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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지역으로 주변이 모두 파괴되어 있어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너비 3m로 성벽
이 단절되어 있어 문지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서문지는 성벽이 통과하는 지역 중에서
레벨 고도가 가장 낮으면서, 서벽 중에 경사가 가장 완만한 지역이다. 이 곳 역시 대부분
이 붕괴되어 있으며, 지형상으로 보아 출입문 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건물지는 성내 남반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탑이 들어서 있어 모두 훼
손되어 주변에 기와편만이 남아 있다. 서문지 근처에 우물과 저수지도 발견되고 있다.
성내 곳곳에서는 다수의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는데, 회백색과 회청색의 경질 기와로 대
부분이 두께 2㎝미만이며, 배면에는 선조문,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산성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牙山縣條에 “蘇城山城
北城一

其頂有古城二連築其

築周四百八十尺高十尺內有一井天旱禱雨其南城土築周四百八十尺高四尺昔平澤人避

亂僑寓仍號平澤城”라고 한 것이 이 城이 아닌가 한다.
영인산성은 아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둘레가 약 1㎞에 달하는 아산지역에서는 규
모가 제일 큰 산성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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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1km 내 주변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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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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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과거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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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시지역 과거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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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금번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3번지 일원으로
조사지역의 전체 면적은 29,955㎡이다.
조사지역은 영인산의 남쪽에 자리한 해발 약 170m정도의 능선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의 남쪽으로 약 920m 떨어져 비아산이 자리하며, 남쪽으로 1.4km정도 거리에 곡교천이
동-서로 흘러 삽교호에 합류한다.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세심사 방향의 북쪽 소로를 따라 약 720m쯤 진입하면 오른편으
로 소로가 위치하며, 금번 지표조사지역의 서쪽 끝 진입로 부분에 해당한다. 진입로 부분
은 2015년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아산 북당진-신탕정T/L 건설공사(2구간) 문
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 158)로 기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은 소규모의 경작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는 유적분포예상지1과 비교적 경사
가 완만한 남서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2와 남동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3이 확인된다.

[도면 10]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1 현황도
58) (재)누리고고학연구소, 2015, 『345kV 북당진-신탕정 T/L 건설공사(2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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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 1
2015년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 1로 기 조사된 지
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도면 9]과 [사진 2]에서도 보듯이 지형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지역에서는 청자, 백자 및 기와편 등이 확인되는 점
으로 미루어 이른시기에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적분포예상지 1은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부존 및 분포범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도면 11]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2 현황도

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 2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완만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상부에서 남서사면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으로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
적분포예상지 2는 사업시행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부존 및 분포범위를 확
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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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3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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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 3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며 정상부 북서쪽에 위치하며, 정상부에서 남동사면으로 완만
하게 떨어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으로 원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적
분포예상지 3의 동쪽으로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송전탑의 안전을 위해 건
축 당시 주변을 일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변으로 분묘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른시
기에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유적분포예상지 3은 사업시행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부존 및 분포
범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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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민속분야 및 지명유래
사회·민속분야 및 지명유래는 조사대상지 인접지역의 문헌자료와 함께 현재 전승되는
주요 민속자료들과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민속분야59)

(1) 설화 및 전설
- 물바가지골
산양리 물바가지골에는 옛날에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편은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써 보았
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부인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빌기를 수십일. 그러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부인은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말하기
를 산 속에 작은 못이 있는데 그 물을 먹고 목욕을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못에는 천녀묵은 거머리가 있는데 그 거머리를 물리치려면 머리를 모
두 잘라 태워 향을 피워야 한다고 했다. 여인은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스님과 그곳으로
향했다. 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거머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부인은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
를 피웠다. 거머리가 괴로워하며 꿈틀거리자 부인은 물을 담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목욕을 시키자,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다. 그 뒤로 못에는 차
고 시원한 물이 솟는데, 정성을 드리고 그 물을 먹으면 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냉천”이
라고 불리며 부저한 자가 그 물을 마시면 거머리가 나와 약효가 없어진다고 전해진다.

(2) 민속놀이
- 농기싸움
농기는 농촌에서 부락단위로 풍년을 빌거나 축하하기 위해 농악을 울릴 때 맨 앞에 들
고 서 있는 기(旗)인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글씨를 쓴 기다란 깃발
을 수직으로 드리우도록 되어있다.

59) 온양문화원(http://www.cnkccf.or.kr/onyang.do) 사이버 향토자료, 온양아산의 민속 1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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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기는 그 마을은 번영을 상징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어 이 농기를 훼손시키면 마을
에 불상사가 생긴다는 민속 신앙이 있으며 일종의 무속적인 신성함을 지니고 있었다. 지
금부터 30~40여 년 전까지도 아산 지방의 오목, 신창, 군덕 등의 마을에서 농악대가 길
에서 마주치면 농기를 빼앗는 민속놀이가 있었으나 지금에는 보기 어렵게 되었다.
- 아산(牙山)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여러사람이 편을 갈라 줄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놀이를 겸한 운동의
하나로 보편적으로 각 지방의 민속행사 등에서 행하고 있으나 아산 줄다리기는 당진의
기지시 줄다기리와 함께 전국에서도 이름난 줄다리기로서 그 규모나 가치가 타 지역 줄
다리기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만큼 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아산지방의 대표적 민속놀이
로서 발굴 재연하여 전승토록 하여야 하겠다.
줄다리기는 예부터 중부이남 각 지방에서 성행되어오던 습속으로 대개 음력 정월 보름
부터 2~3일간 행해지던 대중적이면서 특수한 의의를 지닌 놀이이다. 크고 긴 동아줄을
만들어 편을 가르고 서로 잡아당긴다. 줄의 큰 것은 수십 자가 되며 역에 다시 작은 줄
이 매달려 여러사람이 잡아당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줄을 연결시킬 때에는 동쪽을 숫
줄, 서쪽을 암줄이라고 부른다. 줄다리기에는 한 마을이 총 동원되어 편을 가르거나 또는
이웃마을과 승부를 가르기도 한다. 이때 농악을 치고 승전기를 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잡
아당기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다. 이 줄다리기로 1년을 점치기도 한다. 즉 이긴 편은 1
년 동안 병이 없고 농사도 풍년이 들며 진편은 병이 들고 흉작이 든다는 데서 서로 사력
을 다하여 싸우며 충남의 경우 아산, 당진, 연기, 대덕이 성행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소의 부상자도 나며 3~4일간 계속 하는 일도 있다.

2) 지명유래60)
○ 염치읍(鹽峙邑)
시의 중부에 위치한 읍. 읍 소재지는 염성리이다. 본래 아산군 근남면(近南面) 지역이
었으나 1911년 원남면(遠南面)의 4개리를 병합해 아남면(牙南面)이라 했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아산군 삼서면의 8개리와 온양군 일북면·이북면의 일부, 서면 실옥리
의 일부를 합해 염치의 이름을 따서 염치면이라 하고 아산군에 편입시켰다.

60) 온양문화원(http://www.cnkccf.or.kr/onyang.do) 사이버 향토자료, 마을사1(염치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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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리(山陽里)

산양리는 염치읍의 한 마을로 작게는 샘골 혹은 생골, 형제동, 남산말이라는 세 부락으로
나뉜다. 산양리는 염치와 인주면 남성리로 통하는 형제교를 넘어서면 보이는 마을이다. 산
양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형제동, 생양동을 병합하여 남산과 생양의 이름을 따
서 산양리라 하였다.

○ 생골(샘골, 생양골)

영인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찬샘이 있고 영인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양지바른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산양뜸이라고 함.

○ 동심산

영인산 남쪽에 해당되며 고려 공민왕의 태를 이곳에 묻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이곳
에 묘를 쓰면 가문다하여 쓰지 못하도록 함.

○ 세심사

절골에 있는 절로 약 1300년 전 신라때 세웠다 한다.

○ 절골

영인산 남서쪽, 곧 생골이 있는 골짜기로 세삼사가 있음.

○ 형제동

생골 아래에 있는 남산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처음에 어느 형제가 이 마을을 이룩하였
다 함.

○ 남산말

생골 남쪽 산 밑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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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돌바위

남산말 앞 길가에 서 있는 바위로 높이 3m, 넓이 1.5m의 큰 바위에 “삼산평” 석자를
새기었으며, 주위에 지우하수 솟아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뭄이 들때에는 기우제
를 지내는 곳이였음.

○ 솟대비

생골 아래 남산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송죽동이라고도 하였으며, 이곳에 소나무와 대나
무가 많다고 하며, 전에 솟대를 세웠고, 현재 삼서 분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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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2번지 외 4필지
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니팜은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설치를 예정 중에 있다.
이에 (재)혜안문화재연구원에서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등) 1항 4호 나목에 의거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면적은 29,955㎡이다.
지표조사의 조사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은 영인산의 남쪽에 자리한 해발 약 170m정도의 능선에 해당한다. 조사지
역의 남쪽으로 약 920m 떨어져 비아산이 자리하며, 남쪽으로 1.4km정도 거리에 곡교천
이 동-서로 흘러 삽교호에 합류한다.
산양1리 마을회관에서 세심사 방향의 북쪽 소로를 따라 약 720m쯤 진입하면 오른편으
로 소로가 위치하며, 금번 지표조사지역의 서쪽 끝 진입로 부분에 해당한다. 진입로 부분
은 2015년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아산 북당진-신탕정T/L 건설공사(2구간) 문
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 161)로 기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은 소규모의 경작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2. 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는 유적분포예상지1과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남서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2와 남동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3이 확인된다.
유적분포예상지1은 2015년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
지 1로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자, 백자 및 기와편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른시기에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유적분포예상지2는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완만한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
다.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상부에서 남서사면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
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으로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
유적분포예상지3은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며 정상부 북서쪽에 자리하며, 정상부에
서 남동사면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으로 원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적분포예상지3의 동쪽으로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송전탑
61) (재)누리고고학연구소, 2015, 『아산 북당진-신탕정T/L 건설공사(2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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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을 위해 건축 당시 주변을 일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적분포예상지와 같이
주변으로 분묘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른시기에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지역 서쪽 진입로
지역 일부와 북서, 남동쪽에 해당하는 산지지역은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면적 : 14,444㎡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1-1,11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2-3,372㎡, 산양리 유적분포예
상지3-9,960㎡))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부존 및 분포범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
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지표조사는 어디까지나 지형과 지상에 노출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 문화재 외에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시행
자는 문화재청 등, 문화재 관련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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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아산 산양리 발전시설(태양광) 공작물 설치 및

사 업 명
사업

사업지역

내용

면

적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지표
조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지정문화재
비지정
조사결과
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신규
조사
기존
결과
매장문화재
신규

민속자료

기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3번지 외 4필지
전체사업면적
29,955㎡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및
지표조사면적
29,955㎡
진출입로 설치
목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연락처
기관명
유니팜
조경진
(재)혜안문화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김도훈 조사원 이하
재연구원
박종영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8년 08월 22일 ~ 2018년 08월 28일(현장조사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1일, 보고서 작성 1일)

주변문화재

건축물

사업

진입도로 부지(221-3번지 외 4필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기존+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4,301,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없음
[~ 1㎞이내]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등 총 13개소
■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없음
없음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1,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3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사 결과 조사지역에서는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는 유적분포예상지1과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남서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2와 남동사면의 유적분포예상지3이 확인된
다.
유적분포예상지1은 2015년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유물
산포지 1로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자, 백자 및 기와편 등이 확인되는
점, 유적분포예상지2는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완만한 능선으로 이루어

조사기관
종합의견

져 있고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상부에서 남서사면으로 비교적 완만
하게 떨어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이며, 유적분포예상지3은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
며 정상부 북서쪽에 자리하며, 정상부에서 남동사면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낮은 경
사의 구릉으로 원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적분포예상지3의 동쪽
으로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송전탑의 안전을 위해 건축 당시 주변을
일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적분포예상지와 같이 주변으로 분묘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른시기에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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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지역 서쪽 진입로 지역 일부와 북서, 남동쪽에 해당하
는 산지지역은 사업시행 전 표본조사(면적 : 14,444㎡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
1-1,11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2-3,372㎡, 산양리 유적분포예상지3-9,960㎡))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부존 및 분포범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08월

28일

기관명 :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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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시대
(㎡)

유적구분
종류

기
존

신
규

조사의견
의견 조사
구분 면적(㎡)

1

1,112

3,372

비교적 완만한
능선과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9,960

정상부에서
남동사면으로
떨어지는 낮은
경사의 구릉으로
원지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다.
동쪽에 송전탑이
자리하며
주변으로 송전탑
건설 당시 일부
훼손한 것으로
보이나 분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이른 시기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가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아산시
염치읍

1,112

미상

유적분포
예상지역

-

○

표본
조사

산양리
218-8일원

충남

2

산양리
유적분포예
상지3

아산시
염치읍

3,372

미상

유적분포
예상지역

-

○

표본
조사

산양리
221-3

충남

3

산양리
유적분포예
상지3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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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미상

유적분포
예상지역

-

○

표본
조사

사유
2015년
(재)누리고고학
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유물산포지1로
기 조사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유물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과거 인간에
의해 조성된
유구나 유물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
산양리
유적분포예
상지1

비고

-

Ⅵ. 사 진 자 료

[사진 3] 조사지역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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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서쪽 진입로 전경(서-동)

[사진 5] 유적분포예상지1 전경(서-동)

[사진 6] 유적분포예상지1 수습유물

[사진 7] 아산 산양리 유물산포지1 전경(북-남)

[사진 8] 유적분포예상지2 전경(서-동)

[사진 9] 유적분포예상지2 전경(동-서)

[사진 10] 유적분포예상지3 전경(서-동)

[사진 11] 송전탑 진입로 전경(남-북)

[사진 12] 유적분포예상지3 남쪽 경계 전경(동-서)

[사진 13] 유적분포예상지3 배수로 전경

[사진 14] 송전탑 진입로 토층 노출 전경

[사진 15] 유적분포예상지3 동북쪽 경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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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조사지역 동쪽 경계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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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현장조사 광경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 보고서 제18-0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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